
IIBC 부패한 교회, 라오디게아 October 10, 2021

Sermon: Laodicea, The Corrupt Church

Main Verses주 성경구절
『Revelation 3:14-22』 14 And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ith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15 I know thy works, that thou
art neither cold nor hot: I would thou wert cold or hot. 16 So then because thou art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spue thee out of my mouth. 17 Because thou sayest, I am rich, and increased with goods,
and have need of nothing; and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 18 I counsel thee to buy of me gold tried in the fire, that thou mayest be rich; and white raiment, that
thou mayest be clothe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kedness do not appear; and anoint thine eyes with
eyesalve, that thou mayest see. 19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be zealous therefore, and repent.
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21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22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요한계시록 3:14-22』 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이가이것들을말하노라. 15 내가네 행위를아노니네가
차지도아니하고뜨겁지도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뜨겁든지하기를원하노라. 16 그런즉네가
이같이미지근하여차지도아니하고뜨겁지도아니하므로내가내입에서너를토하여내리니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
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1 Thessalonians 5:24』 24 Faithful [is] he that calleth you, who also will do [it].
『데살로니가전서 5:24』 24 너희를부르시는분은신실하시니그분께서또한그것을행하시리라.
『John 1:1-3』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요한복음 1:1-3』 1 처음에 [말씀]이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함께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

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1 They had lost their strength (v16-17) 그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Revelation 3:16-17』 16 So then because thou art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spue thee out
of my mouth. 17 Because thou sayest, I am rich, and increased with goods, and have need of nothing; and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
『요한계시록 3:16-17』 16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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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부족한것이없다, 하면서네비참한것과가련한것과가난한것과눈먼것과벌거벗은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Luke 24:32』 32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Did not our heart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by the way, an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누가복음 24:32』 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Romans 12:11』 11 Not slothful in business;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로마서 12:11』 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Colossians 4:12』 12 Epaphras, who is [one] of you, a servant of Christ, saluteth you, always labouring

fervently for you in prayers, that ye may stand perfect and complete in all the will of God.
『골로새서 4:12』 12 너희에게속한사람으로그리스도의종인에바브라가너희에게문안하느니라.

그가너희를위해항상기도로뜨겁게수고하나니이것은너희가 [하나님]의모든뜻안에서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Philippians 4:6-7』 6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
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빌립보서 4:6-7』 6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오직모든일에서기도와간구로너희가요청할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roverbs 25:25』 25 [As] cold waters to a thirsty soul, so [is] good news from a far country.
『잠언 25:25』 25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John 15:5』 5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요한복음 15:5』 5 나는포도나무요너희는가지니라. 사람이내안에거하고내가그안에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2 They had lost their values (v. 17-18) 그들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Revelation 3:17-18』 17 Because thou sayest, I am rich, and increased with goods, and have need of nothing;
and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 18 I counsel thee to
buy of me gold tried in the fire, that thou mayest be rich; and white raiment, that thou mayest be clothe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kedness do not appear; and anoint thine eyes with eyesalve, that thou mayest
see.
『요한계시록 3:17-18』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Revelation 2:9』 9 I know thy works, and tribulation, and poverty, (but thou art rich) and [I know] the
blasphemy of them which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the synagogue of Satan.
『요한계시록 2:9』 9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1 Peter 1:7』 7 That the trial of your faith, being much more precious than of gold that perisheth, though

it be tried with fire, might be found unto praise and honour and glory at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Prepared byMissionary Kim & Translated by Ho-hyun Kim Page 2 / 5



IIBC 부패한 교회, 라오디게아 October 10, 2021

『베드로전서 1:7』 7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더귀하여예수그리스도께서나타나실때에칭찬과존귀와영광으로드러나게하려함이니라.

3 They had lost their vision (v.18b) 그들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Revelation 3:18』 18 I counsel thee to buy of me gold tried in the fire, that thou mayest be rich; and white
raiment, that thou mayest be clothe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kedness do not appear; and anoint thine
eyes with eyesalve, that thou mayest see.
『요한계시록 3:18』 18 내가네게권고하노니너는내게서불로정제한금을사서부유한자가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2 Peter 1:5-9』 5 And beside this,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virtue; and to virtue knowledge;

6 And to knowledge temperance; and to temperance patience; and to patience godliness; 7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 8 For if these things be in you, and abound, they make
[you that ye shall] neither [be] barren n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9 But he
that lacketh these things is blind, and cannot see afar off, and hath forgotten that he was purged from his old
sins.
『베드로후서 1:5-9』 5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인내를, 인내에경건을, 7 경건에형제의친절을, 형제의친절에사랑을더하라. 8 이것
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9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Isaiah 55:1』 1 Ho, every one that thirsteth, come ye to the waters, and he that hath no money; come
ye, buy, and eat; yea,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이사야 55:1』 1 오호목마른모든자들아, 너희는물로나아오라. 돈없는자도오라. 너희는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4 They had lost their clothing. (v17-18)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Revelation 3:17-18』 17 Because thou sayest, I am rich, and increased with goods, and have need of nothing;
and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 18 I counsel thee to
buy of me gold tried in the fire, that thou mayest be rich; and white raiment, that thou mayest be clothe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kedness do not appear; and anoint thine eyes with eyesalve, that thou mayest
see.
『요한계시록 3:17-18』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Genesis 3:7』 7 And the eyes of them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aprons.
『창세기 3:7』 7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Isaiah 64:6』 6 But we are all as an unclean [thing], and all our righteousnesses [are] as filthy rags;

and we all do fade as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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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4:6』 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5 Three Statements from the Lord주님께서 언급하신 세 가지
5.1 An explanation설명
『Revelation 3:19』 19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be zealous therefore, and repent.
『요한계시록 3:19』 19 내가사랑하는자들을다책망하고징계하노니그런즉열심을내고회개하

라.
『Proverbs 3:11-12』 11 My son, despise not the chastening of the LORD; neither be weary of his correc-

tion: 12 For whom the LORD loveth he correcteth; even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eth.
『잠언 3:11-12』 11 ¶내아들아, 주의징계를멸시하지말며그분께서바로잡아주시는것에싫증을

내지말라. 12 아버지가자기가기뻐하는아들을바로잡아주는것같이주께서자신이사랑하는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Hebrews 12:5-6』 5 And ye have forgotten the exhortation which speaketh unto you as unto children,
My son, despise not thou the chastening of the Lord, nor faint when thou art rebuked of him: 6 For whom
the Lord loveth he chasteneth, and scourgeth every son whom he receiveth.
『히브리서 12:5-6』 5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

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멸시하지말며그분께책망받을때에낙심하지말라. 6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5.2 An exhortation권면
『Revelation 3:19』 19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be zealous therefore, and repent.
『요한계시록 3:19』 19 내가사랑하는자들을다책망하고징계하노니그런즉열심을내고회개하

라.
『2 Timothy 1:6』 6 Wherefore I put thee in remembrance that thou stir up the gift of God, which is in

thee by the putting on of my hands.
『디모데후서 1:6』 6 그러므로내가안수함으로네속에있게된 [하나님]의 선물을네가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5.3 An invitation (V20-22) 초청
『Revelation 3:20-22』 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21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22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요한계시록 3:20-22』 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Revelation 3:4-5』 4 Thou hast a few names even in Sardis which have not defiled their garments; and
they shall walk with me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5 He that overcometh, the same shall be clothed in
white raiment;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out of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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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3:4-5』 4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John 15:10-11』 10 If ye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abide in my love; even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11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my joy might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ight be full.
『요한복음 15:10-11』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 Peter 4:17』 17 For the time [is come] that judgment must begin at the house of God: and if [it] first
[begin] at us, what shall the end [be] of them that obey not the gospel of God?
『베드로전서 4:17』 17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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